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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pact Tester

IMO/LIFT Spread of Flame Apparatus

장비관리번호

F20050020

장비관리번호

F20070249

취득일자

2005-04-30

취득일자

2007-11-29

제조회사

Zwick/Rocell(독일)

제조회사

(주)페스텍인터내셔날(한국)

모델명

RKP 450

모델명

Spread of Flame Apparatus

설치형태

고정설치

설치형태

고정설치

장비용도

금속재료 시험편의 충격시험
건축, 선박자재 등의 연소특성을 평가하는 장비로서 화염전파 속도, 거리에 따른 착화 및 소화시 임계열류량, 전체
• KS M 3015 (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방법)
• KS M 3055 (플라스틱-아이조드 충격 강도의 시험방법)

시험항목

열방출율 등을 측정. 시험방법은 ISO 5658-2(Reaction to fire tests Spread of flame- Part 2 Lateral spread

장비용도

on building products in vertical configuration)를 기초로 하여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시험체(155mmX800mm)

• KS M 3056 (플라스틱-샤르피 충격 강도 시험방법)

의 연소 특성을 평가하며, 시험체를 가스 연소식 복사 패널에 의해 공급되는 적정한 복사열 분포장에 노출시켜, 연

• ISO 180 (Plastics-Determination of Izod impact strength)

소의 진행에 따라 보정된 배기가스용 열전대로 밀리볼트 신호값을 측정

• SO 179-2 (Plastics-Determination of Charpy impact properties)
• ASTM D 6110 (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Charpy Impact Resistance of Notched Specimens of
Plastics)
• 소화점임계열류양, 연소지속열 등

• ASTM D 256 (Standard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Izod Pendulum Impact Resistance

• ISO 5658-2 : Reaction to fire tests-Spread of flame-Part 2: Lateral spread on building and transport

of Plastics)
• 플라스틱 충격시험- 금속 충격시험- 금속 샤르피 충격강도시험

시험항목

products in vertical configuration
• IMO Resolution A.653 : Recommendation on Improved Fire Test Procedures for surface flammability of
bulkhead, ceiling and deck fiinish materials

• 250KN
• 규격 : 450J
• 시험 전후 해머 위치 및 시험편의 중심이 자동으로 조정, 제어

• ISO 5658/IMO/LIFT Spread of Flame Apparatus

• Two Column Mainbody

- Radiant Panel Frame

• Electronic Hammer

주요사양

- Specimen Support Frame

• Computer system
• Impact capacity joule : 450

주요사양

• Speed of the striker at impact : m/s 5, 5

- Pilot Assembly
- Specimen Utilites
• Air/Gas Supply Utilies

• Distance between the supports adjustable from : 30mm to 40mm
• Specimen Height mm 10
• Required foundation with mass > 1,200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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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품

회전형 ARM BAR

담당자

권성태 031-460-5514

고정설치 장비

구성품

시험기 본체, Operating computer, Heat Flux meter

담당자

이철규 031-460-5372

고정설치 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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